
코로나바이러스(COVID-19): 알아야 

할 것 
 

20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방문자 정책 변경 > 

 

COVID-19 핫라인: 646-697-4000 

건강과 안전은 언제나 NewYork-Presbyterian 의 최우선 과제입니다. 우리 병원은 

COVID-19 에 대비하고 관련 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, 매일 모든 환자와 환자 

가족이 우리 병원에 기대하는 최선을 다한 진료를 계속하여 제공할 것입니다. 

우리 병원은 코로나바이러스(COVID-19)에 대한 안전 예방 정책과 절차를 

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정책과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모든 권고 

사항도 따르고 있습니다. 

많은 환자 분들께서 자주 하는 질문을 우리 병원에 연락 주셨습니다. 아래에서 나 

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지내는 방법에 관한 지침을 비롯해 

질병통제예방센터(CDC)의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

CDC 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을 포함한 일상적인 예방 조치를 

권장합니다. 

• 손을 철저히 씻거나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손 소독제를 사용하십시오. 

•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,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. 

• 아픈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십시오. 

• 아프다면 집안에 머무르고 가족들도 그러도록 하십시오. 

•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티슈로 가리고, 티슈는 휴지통에 버린 뒤에 

즉시 손을 씻으십시오. 티슈가 없으십니까? 티슈가 없다면 기침이나 

재채기를 할 때 손이 아닌 팔꿈치 부위로 가리십시오. 

• 자주 접촉하는 물체와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십시오. 

https://www.nyp.org/coronavirus-information/coronavirus-visitor-policy-change
전화:646-697-4000


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

이 바이러스는 얼마나 심각하며 증상에는 

어떤 것이 있습니까? 

대부분 가벼운 증상만 보이지만, 일부는 심각한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. 

증상에는 열, 기침, 호흡 곤란 등이 포함됩니다. 

바이러스 증상 발현 전 잠복기는 얼마나 

됩니까? 

CDC 에 의하면 현재 COVID-19 의 증상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2~14 일 이내에 

발현됩니다. 

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COVID-19 

확진을 받은 사람에게 노출됐다면 어떻게 

됩니까? 

COVID-19 에 노출된 것 같고 열이나 기침,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발현되었다면, 

병원이나 응급실 방문 전에 미리 전화로 자신의 증상과 최근 여행에 관해 

알리십시오. 또한, NewYork-Presbyterian 의 가상 진료 플랫폼 NYP 

OnDemand 를 사용하여 화상 진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. 의사는 증상의 

심각도에 따라 직접 방문해서 진료받아야 할지를 결정합니다. 아플 때 외출해야 

한다면,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. 

NewYork-Presbyterian 병원에 입원한 

가족이나 친지 병문안을 갈 수 있습니까? 

http://www.nyp.org/ondemand/urgent-care
http://www.nyp.org/ondemand/urgent-care


네, 현재로는 NewYork-Presbyterian 에 입원한 가족이나 친지의 병문안을 오실 수 

있습니다. 우리 병원은 사랑하는 사람과 친지가 입원해 있는 동안 그들을 

지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합니다. 그러나 동시에, 신종 

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환자와 방문자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

일시적으로 방문 정책을 조정함을 알려드립니다. 

https://www.nyp.org/coronavirus-information/coronavirus-visitor-policy-

change 에서 업데이트된 방문자 지침을 참조하십시오. 

여행을 가려고 합니다. 취소해야 합니까? 

CDC 는 여행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과 관련하여 여행 공고(travel notices) 

권장 사항을 제공합니다. 본 공고는 특정 지역으로 여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

건강상의 위험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합니다. 여기에서 여행 공고가 있는 지역 

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

자세한 정보: 

NewYork-Presbyterian 은 환자에게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. 

우리 병원 웹사이트 nyp.org 에서 최신 뉴스를 확인하십시오. 

COVID-19 관련 문의 사항이 있다면, 646-697-4000 번 NewYork-Presbyterian 

핫라인에 전화하십시오. 핫라인은 정보만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임으로 진단이나 

치료, 의학적 의견은 제시하지 않습니다. 

몸 상태가 좋지 않고 열이나 기침, 배탈, 구역질 등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증상에 

대해서는 NewYork-Presbyterian 의 가상 응급 치료를 이용하십시오. 

nyp.org/urgentcare 에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십시오. 

 

https://www.nyp.org/coronavirus-information/coronavirus-visitor-policy-chang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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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cdc.gov/coronavirus/2019-ncov/travelers/index.htm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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